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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54) 액정 표시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제1 기판 상에 형성되며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 행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사선 및 열방향

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선을 포함하고, 하나의 화소가 주사선과 신호선의 각 교점에 접속되며 각 화소는 반도체 능동

소자와 화소 전극을 포함하는 표시부; 대향 단부에 행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주사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

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 대향 단부에 열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신호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여 배치된 투명한 제2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 사이에 샌드위치된 액정층; 및

상기 제2 기판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되며 상기 신호선 구동 회로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절연성 흑색 차광막을 갖는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되고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행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사선 및 열방향으

로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선을 포함하고, 하나의 화소가 주사선과 신호선의 각 교점에 접속되며, 각 화소는 반도체 능동 소

자와 화소 전극을 포함하는 표시부;

상기 제1 기판의 단부에 행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주사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제1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의 단부에 열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신호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제2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여 배치된 투명한 제2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 사이에 샌드위치된 액정층; 및

상기 제2 기판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되며, 상기 제2 기판으로부터 상기 제2 주변회로로의 입사광을 차광하도록 배치된 절

연성 흑색 차광막

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의 내측 표면 상에 배치되며, 상기 제2 주변회로로의 입사광을 차광하는 다른 절연성 흑색 차광막을 더 포함

하는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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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변 회로 상의 상기 제2 기판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된 전기적 도전성 차광막을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판의 외측 표면 상에 형성된 절연성 흑색 차광막 또는 전기적 도전성 차광막을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되고,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와, 행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사선 및 열방향으

로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선을 포함하고, 하나의 화소가 주사선과 신호선의 각 교점에 접속되며, 각 화소는 반도체 능동 소

자와 화소 전극을 포함하는 표시부;

상기 제1 기판의 단부에 행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주사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제1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의 단부에 열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신호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제2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여 배치된 투명한 제2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 사이에 샌드위치된 액정층; 및

상기 제2 기판의 외측 표면 상에 형성되며, 상기 제2 기판으로부터 상기 제2 주변회로로의 입사광을 차광하도록 배치된 도

전성 차광막

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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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의 행방향의 단부는 제1 기판의 우측 및 좌측 가장자리부이고, 제1 기판의 열방향의 단부는 제1 기판의 상측

및 하측 가장자리부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의 행방향의 단부는 제1 기판의 우측 및 좌측 가장자리부이고, 제1 기판의 열방향의 단부는 제1 기판의 상측

및 하측 가장자리부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회로의 동작 속도는 상기 제1 주변회로의 동작 속도보다 고속이고,

상기 화소간의 광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2 기판상에 형성된 도전성 차광막이 제2 주변회로 상까지 연장되어 있

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회로의 동작 속도는 상기 제1 주변회로의 동작 속도보다 고속이고,

상기 화소간의 광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2 기판상에 형성된 도전성 차광막이 제2 주변회로 상까지 연장되어 있

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주변회로 상까지 연장되어 있는 도전성 차광막은 상기 절연성 흑색 차광막과 오버랩(overlap)되어 있는 액정 표

시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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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주변회로 상까지 연장되어 있는 도전성 차광막은 상기 도전성 차광막과 오버랩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 기기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각 화소의 스위칭 소자로서 박막

트랜지스터(이하, TFT로 약칭함)와 같은 반도체 능동 소자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및 이러한 액정 표

시 장치를 이용한 전자 기기에 관한 것이다.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복수의 주사선은 행방향으로 배치되며, 복수의 주사선은 열방향으로 배치된다. 화

소는 주사선과 신호선의 매트릭스 패턴의 각 교차점에 배치되어 있다. 각 화소는 화소 전극 및 이 화소 전극에 접속된 스위

칭 소자를 포함한다.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 화상 데이터는 스위칭 소자에 의해 온-오프(on-off) 제어

된다. 이 장치의 표시 매체는 액정이다.

MIM(metal insulator metal) 소자 또는 3-전극 소자, 특히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을 갖는 TFT가 스위칭 소자로서 사용

된다. 본 명세서에서, 화소 전극에 접속된 전류 단자를 드레인, 신호선에 접속된 다른 전류 단자를 소스라고 한다. 화소 전

극과 TFT를 포함하는 단위 셀을 화소라고 한다. 화상은 다수의 화소가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화소부에 표시된다.

행방향으로 배치된 각 행의 주사선(게이트선)은 상기 각 행의 TFT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다. 열방향으로 배치된 각 열의

신호선(소스선)은 상기 각 열의 TFT의 소스에 접속된다. 주사선을 구동하는 회로를 주사선 구동 회로라고 하고, 신호선을

구동하는 회로를 신호선 구동 회로라고 한다. 주사선과 신호선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표시 단위를 구동하는 회로를 총체적

으로 주변 회로라고 한다.

화소 전극용 스위칭 소자로서 TFT를 사용하는 형태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는 한 쌍의 기판 상에 교차 배선

(crossed wiring line)을 갖는 단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보다 다화소화에 적합하고 선명한 화상을 제공한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뷰 파인더(view finder)) 등의 대부분의 표시 장치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

치를 사용한다.

수많은 화소 전극 및 박막 트랜지스터가 투명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되어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를 형성한다. 고

온 어닐링(annealing)에 의한 실리콘 결정화 공정은 투명 유리 기판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액정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TFT로서, 저온에서 제조될 수 있는 비정질 실리콘 TFT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비정질 실리콘에서 전자 및 정공의 이동도는 약 1cm2/Vs로 작다. 채널층으로서 비정질 실리콘을 사용하는 비정질

실리콘 TFT는 고속으로 스위칭하기 곤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기 구조가 제안되었다. 즉, 단결정 실리콘 기

판 상에 형성된 주변 회로의 칩이 액정 표시 장치의 유리 기판 상에 탑재되거나, 또는 주변 회로칩을 갖는 플렉시블

(flexible) 회로 기판이 유리 기판에 부착된다.

레이저 어닐링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을 다결정화하는 기술도 또한 사용되어 왔다.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의 TFT 기판 상에 형성된 화소 전극이 반사 전극으로 형성되면,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

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와 같은 백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투과형 액정 표시 장

치에 비하여, 저소비 전력화, 박형화, 콤팩트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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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프로젝터 패널에 응용하기 쉽다.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젝터 패널은 투과형 액

정 표시 패널보다 더 작고 정도가 더 높게 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가격의 광학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젝터 패널은 초고휘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광 열화가 덜하고 패널 냉각이 쉽기 때문에 신

뢰성도 높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하기 문제가 있다.

1) 커플링(coupling) 문제

전기적 커플링이 반사 전극, 신호 버스선 및 TFT 사이에서 발생한다. 액정 표시 장치의 전기적 특성 및 표시 화질이 플리

커(flicker) 용량 및 크로스토크(crosstalk) 용량에 의해 열화될 수 있다.

2) 광전류에 의한 크로스토크 문제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대향 기판(제2 기판)을 통과한 광은 반사 전극 사이의 갭을 통하여 제1 기판 상에 입사될 수

있다. 이 광이 표시 장치의 화소 TFT에 조사되면, TFT에 의해 발생된 광전류에 의해 크로스토크와 같은 표시 열화가 야

기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비용을 줄이고 제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기판 상에 표시 장치 및 주변 회로를 일체적으로 형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표시 장치와 일체화되고 고속으로 작동하는 주변 회로를 갖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표시 장치에 미세한 화소가 형성된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 및 이러한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

하는 표시 패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르면,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상에 형성되고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 행방

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사선 및 열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선을 포함하고, 하나의 화소가 주사선과 신호선의 각

교점에 접속되며, 각 화소는 반도체 능동 소자와 화소 전극을 포함하는 표시부; 상기 제1 기판의 대향 단부에 행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주사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주사선 구동 회로로 된 제1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의

대향 단부에 열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신호선을 구동하는 반도체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로 된 제2 주변

회로; 상기 제1 기판에 대향하여 배치된 투명한 제2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 사이에 샌드위치된 액정층; 및 상기

제2 기판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되며, 상기 제2 주변 회로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절연성 흑색 차광막을 갖는 액정 표시 장

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 따르면,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를 갖는 표시부를 포함하는 제1 기판; 상기 제1 기

판에 대향하여 배치되며 제1 공통 전극이 형성된 제2 기판; 및 상기 제1 기판과 제2 기판 사이에 샌드위치된 액정층을 포

함하며, 상기 제1 기판의 표시부는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되고,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각각 갖는 복수의 반도체 능동

소자; 상기 반도체 능동 소자를 덮도록 퇴적된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내에 형성되며, 행방향으로 배치된 반도체

능동 소자의 게이트를 각각 접속하는 복수의 주사선; 상기 층간 절연막 내에 형성되며, 열방향으로 배치된 반도체 능동 소

자의 소스를 각각 접속하는 복수의 신호선; 상기 주사선 및 신호선보다 높은 높이로 상기 층간 절연막 내에 형성되며, 복수

의 화소를 덮고, 상기 제1 공통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각 반도체 능동 소자의 드레인 위쪽에 개구부를 갖는 제2 공

통 전극; 및 상기 층간 절연막 상에 형성되며, 각각 상기 개구부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상기 층간 절연막 내에 형성된 콘택

트 홀을 관통하여 반도체 능동 소자 중 대응하는 하나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각 화소마다 분리되며, 액정층을 통하여 상기

제1 공통 전극과 대향하는 복수의 화소 전극을 포함하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주변 회로 일체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주변 회로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적어도 일

부를 덮는 절연성 흑색 차광막이 형성된다. 따라서, 광 입사에 의해 야기되는 TFT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

생 용량의 증가를 방지하여 주변 회로의 높은 작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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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고집적화 및 고성능화를 실현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최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어닐링 및 Ni 또는 Ge로 도프(dope)된 비정질 실리콘의 결정화와 같은 저온 결정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비정질 실리콘에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하여 결정화

함으로써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을 형성하는 다른 기술도 또한 개발되고 있다.

폴리실리콘 채널층의 전자 및 정공의 이동도는 약 50~100cm2/Vs이며, 이는 비정질 실리콘보다 더 큰 것이다. 따라서, 폴

리실리콘 TFT를 사용하면, 비정질 실리콘 TFT에 비하여 매우 빠른 스위칭 동작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부와 상기 화소부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부가 동일 기판 상에 일체로 형성된 액티브 매트릭스

형 액정 표시 장치(A)의 평면 배치예를 나타낸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대략 직사각형의 화소부(B)

와 상기 화소부(B)를 구동하기 위하여 상기 화소부(B) 주변에 배치된 주변 회로부(C)를 갖는다.

주변 회로부(C)는 주사선의 연장선인 화소부(B)의 좌우 단변을 따라 배치된 제1 주변 회로(이후, 주사선 구동 회로라 함)

(C1) 및 신호선의 연장선인 상하 장변을 따라 배치된 제2 주변 회로(이후, 신호선 구동 회로라 함)(C2)를 포함한다. Cr로

형성된 블랙 매트릭스(BM)(1)는 도전성 차광막으로서 주사선 구동 회로(C1) 상에 배치된다. 절연성 흑색 수지로 형성된

절연성 흑색 차광막(201)은 신호선 구동 회로(C2) 상에 형성된다.

주변 회로부(C)의 외주부는 액정을 장치 하우징 내에 봉지하기 위하여 실링 부재(5)에 의해 둘러싸인다. 화소부(B)와 주변

회로부(C)는 모두 분산 배치되며 폴리실리콘의 반도체층을 갖는 복수의 TFT를 포함한다.

도 2는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A)의 전체 회로 구조를 나타내는 등가 회로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액정

표시 장치(A)는 화소부(B) 및 주변 회로부(C)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총 2400개의 신호선(11,11,11,...)은 화소부(B)에서 열방향으로 연장한다. RGB와 같은 색 정보는 3개의 신호

선에 의해 전달된다. 즉, 800개의 색 정보는 2400개의 신호선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 600개의 주사선(15,15,15,...)은 화소부(B)에서 신호선(11)과 교차하여 행방향으로 연장한다. 화소(21)는

신호선과 주사선의 각 교차점에 배치된다. 총 2400×600개의 화소(21,21,21,...)는 화소부(B)에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

된다. 3개의 화소로 구성된 각 화소 단위는 RGB의 3색을 표시할 수 있다. 화소부 전체에는 800×600개의 색 정보가 표시

될 수 있다.

화소(21)는 액정셀(23), 화소 TFT(25) 및 축적 용량(27)을 포함한다. 비록 화소 TFT(25)가 도 2에서 더블 게이트 TFT로

예시되어 있지만, 싱글 게이트 TFT이라도 좋다. 더블 게이트 TFT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에 바람직하다.

화소 TFT(25)의 소스 전극(S)은 신호선(11)에 접속된다. 화소 TFT(25)의 게이트 전극은 주사선(15)에 접속된다. 액정셀

(23) 및 축적 용량(27)은 화소 TFT(25)의 드레인 전극(D)측에 평행하게 접속된다.

화소(21)의 축적 용량(27)은 신호선(11)으로부터 공급되는 신호 전하를 축적한다. 축적 용량(27)은 예를 들면, 화소 TFT

(25)의 누설 전류가 무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축적된 신호 전하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축적 용량(27)은 필요에 따

라 제공될 수 있다.

다수의 화소(21)는 주사선 구동 회로(C1)에 의해 구동되는 600개의 주사선(15,15,15,...)에 의해 선 순차적으로 구동된다.

주사 기간 중에, 각 화소(21)는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의해 구동되는 2400개의 신호선(11) 중에서 대응하는 하나로부터

화상 정보를 받는다.

도 3a 및 3b는 화소부(B)의 화소 TFT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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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바텀-게이트형 TFT의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3a에 나타낸 바텀-게이트형 TFT(25)는 투명 기판(31) 상에 Cr과 같은 금속으로 형성된 게이트 전극(G)을 갖는다.

SiN, SiNO2 등으로 형성되어 게이트 절연막으로 기능하는 절연막(33)은 게이트 전극(G) 상에 형성된다. 절연막(33) 상에

는, 채널층으로 기능하는 채널용 폴리실리콘막(35)이 퇴적된다. 채널용 폴리실리콘막(35)보다 고농도로 불순물 도프된 폴

리실리콘층(37,37)은 채널용 폴리실리콘막(35)의 게이트 전극(G)의 양측에 형성된다. 이들 높은 불순물 농도의 폴리실리

콘층(37,37) 상에는, 소스 전극(S)과 드레인 전극(D)이 형성된다. 상기 방법으로 형성된 화소 TFT(25)는 질화실리콘, 산

화실리콘 등으로 형성된 층간 절연막(41)으로 덮여 화소 TFT(25)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보호한다. 콘택트 홀은 층간 절

연막(41)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ITO로 형성된 화소 전극(45)은 상기 콘택트 홀을 충전하도록 형성된다. 화소 전극(45)은

화소 TFT(25)의 드레인 전극(D)에 접속된다.

폴리실리콘막은 예를 들면, 비정질 실리콘을 퇴적하고 이것을 결정화함으로써 형성된다. 결정화 공정으로서는, XeCl(파장

308nm) 또는 KrF(파장 248nm)의 광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저온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 어닐링 결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이저 어닐링 결정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고속 동작에 필요한 신호선 구동 회로의 TFT만을

또는 주변 회로부의 TFT만을 결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레이저빔 주사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3b는 탑-게이트형 TFT의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3b에 나타낸 탑-게이트형 TFT(25)에서, 채널층으로 기능하는 폴리실리콘층(35)은 투명 기판(31) 상에 형성된다. 폴리

실리콘층(35) 상에는, SiN, SiO2 등으로 형성되어 게이트 절연막으로 기능하는 절연막(33)이 형성된다. 절연막(33) 상에

는, Cr과 같은 금속으로 형성된 게이트 전극이 형성된다. 채널용 폴리실리콘막(35)보다 고농도로 불순물 도프된 폴리실리

콘층(37,37)은 채널용 폴리실리콘막(35)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형성된다. 이들 높은 불순물 농도의 폴리실리콘층

(37,37) 상에는, 소스 전극(S)과 드레인 전극(D)이 형성된다.

상기 방법으로 형성된 화소 TFT(25)는 질화실리콘, 산화실리콘 등으로 형성된 층간 절연막(41)으로 덮여 화소 TFT(25)

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보호한다. 콘택트 홀은 층간 절연막(41)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ITO로 형성된 화소 전극(45)은 상

기 콘택트 홀을 충전하도록 형성된다. 화소 전극(45)은 화소 TFT(25)의 드레인 전극(D)에 접속된다.

Cr층 대신, Ti/Al/Ti 적층을 사용해도 좋다. 높은 불순물 농도의 폴리실리콘층(37)은 채널용 폴리실리콘층(35)의 소망 영

역에 고농도로 불순물 도프함으로써 생략해도 좋다. 주변 회로 TFT는 화소 전극이 형성되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에 형성될

수도 있다.

도 4는 도 1에 나타낸 IVa-IV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4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A)는 화소부(B)와 이 화소부(B)

의 외측에 형성된 주변 회로부(C)를 포함한다. 이 액정 표시 장치(A)는 제1 투명 기판(31), 제2 투명 기판(51) 및 상기 두

투명 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 수용 공간(81)에 충전된 액정재(E)를 포함한다.

화소부(B)에는 복수의 화소(21)가 형성된다.

화소(21)는 제1 투명 기판(31)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된 화소 TFT(25) 및 화소 전극(45)을 포함한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소부(B)의 주변측에는 주변 회로부(C)가 배치된다. 도 4에서, 제1 투명 기판(31) 상에 형성된

주변 회로는 제1 주변 회로(주사선 구동 회로)(C1)이다. 주사선 구동 회로(C1)는 능동 소자로서 다수의 다결정 박막 트랜

지스터, 즉 주변 회로 TFT(85)를 포함한다.

화소 TFT(25)와 주변 회로 TFT(85)의 불균일한 표면은 제1 투명 기판(31) 상에 형성된 평탄화막(73b)에 의해 평탄화된

다. 화소 전극(45)은 상기 평탄화막(73b) 상에 형성된다. 배향막(75b)은 화소부(B)의 화소 전극(45)과 평탄화막(73b)을

덮도록 형성된다.

화소(21)는 제2 투명 기판(51)의 내측 표면(제1 투명 기판(31)측) 상에 형성된 적(R), 녹(G) 및 청(B)의 컬러 수지막

(61,63,65) 및 컬러 수지막(61,63,65)의 하부에 형성된 공통 전극(71)을 포함한다. 컬러 수지막(61,63,65)은 대응하는 화

소 전극(45)과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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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TFT(25)로부터의 광을 차단하는 블랙 매트릭스(BM)(1)는 컬러 수지막(61,63,65) 중 인접한 막 사이에 형성된다.

Cr로 형성되며 차광막으로서 기능하는 다른 블랙 매트릭스(BM)(1)도 또한 주변 회로 TFT(85) 상의 제2 투명 기판(51)의

내측 표면 상에 형성되어 주변 회로 TFT(85)를 덮는다.

컬러 수지막(61,63,65) 및 블랙 매트릭스(BM)(1)는 평탄화 절연막(73a)으로 덮여 있다. 평탄화 절연막(73a)은 표면이 불

균일한 컬러 수지막(61,63,65)을 덮어서 평탄화 절연막(73a)의 하부 표면을 평탄화한다. 이 평탄한 표면 상에는, 모든 화

소의 공통 전극(71)이 형성된다. 공통 전극(71)의 표면은 폴리이미드와 같은 수지로 형성된 배향막(75a)으로 덮여 있다.

절연성 흑색 수지는 흑색의 착색 안료를 함유하는 폴리이미드일 수 있다. 감광성 폴리이미드가 절연성 흑색 수지의 재료로

사용되면, 차광막은 원하는 영역, 예를 들면, 제2 주변 회로에서 고속 동작에 필요한 회로, 예컨대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

하지 않고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만을 덮도록 형성될 수 있다.

실링 부재(5)는 제1 투명 기판(31)과 제2 투명 기판(51) 사이 및 주변 회로부(C)의 외측에 위치한다. 제1 및 제2 투명 기판

(31,51)은 실링 부재(5)와 함께 액정 수용 공간(81)을 획정한다. 액정재(E)는 액정 수용 공간(81)에 충전된다.

액정셀(23)(도 2)은 ITO로 형성된 화소 전극(45), ITO로 형성된 공통 전극(71) 및 이 전극들 사이에 충전된 액정재(E)를

포함한다.

주변 회로부(C)의 상세한 회로 구조를 하기에 설명한다.

도 5는 150단의 주사선 구동 회로(C1)중 1단의 구동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주사선 구동 회로(C1)는 도 5에 나타낸

구동 회로가 직렬로 접속된 150단을 갖는다. 도 5에 나타낸 1단의 구동 회로는 주사 방법을 스위칭하기 위한 양방향 스위

칭부(111); 주사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부(115); 각 주사 신호의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multiplexer)부(117); 및 구동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직렬로 접속된 3단의 인버터(121a, 121a, 121a)를 포함하는 출력

버퍼부(121)를 포함한다.

플립-플롭 회로(125)의 전원 전압은 VDD와 GND이다. 플립-플롭 회로(125)의 출력은 AND게이트 및 인버터를 통하여

멀티플렉서부(117)에 공급된다. 멀티플렉서부(117)에서, 플립-플롭 회로(125)의 출력은 4개의 출력 신호선으로 분지된

다. 분지된 4개의 출력 신호는 멀티플렉스 신호(MP1~MP4)와 AND 처리되어 출력 버퍼부(121)에 공급된다.

출력 버퍼부(121)는 구동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멀티플렉서부(117)로부터의 4개의 신호를 출력한다. 출력 버퍼부(121)

는 4개의 출력 단자를 갖고 있으며, 이들 출력 단자 각각은 주사선을 통하여 화소부(B)의 화소 TFT(25)의 게이트(G)에 접

속된다. 주사선 구동 회로(C1)는 150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단은 4개의 출력 단자를 갖는다. 따라서, 주사선 구동 회

로(C1)은 600개의 주사선(15,15,15,...)을 주사한다.

주사선 구동 회로(C1)의 동작을 설명한다. 주사선 구동 회로(C1)는 클럭 신호(CL) 또는 이것의 반전 신호(-CL)에 동기시

켜 순차적으로 주사선(15)을 주사한다. 하나의 주사선에 접속된 모든 화소는 일시적으로 동시에 온 상태로 유지된다. 행이

순차적으로 주사되기 때문에, 주사선 구동 신호의 수는 프레임 당 600개이며, 시프트 레지스터부(115)는 프레임 당 150개

의 신호를 발생한다. 따라서, 주사선 측의 시프트 레지스터부(115)는 그렇게 고속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사선 구동 회

로(C1)의 시프트 레지스터부(115)의 클럭 신호(CL) 및 이들의 반전 신호(-CL)의 펄스 주파수는 40~60kHz이다.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구조를 설명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개략 구조는 도 2에 나타낸다.

신호선 구동 회로(C2)는 아날로그 스위치(151);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151)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부(161); 및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151)와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부(161)를 접속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 신호선(181)을 포함한다.

도시되지 않은 비디오 신호 발생부로부터 공급되는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신호선(17)을 통하여 아날로그 스위치(151)에

전달된다. 이 비디오 신호는 대응하는 아날로그 스위치(151)가 온으로 되면 신호선(11)을 통하여 화소 TFT(25)의 소스

전극(S)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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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스위치 제어부(161)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온-오프하여 비디오 신호를 화소 TFT(25)의 소스 전극(S)에 전달하

거나 하지 않는 제어를 실시한다.

도 6은 아날로그 스위치(151)와 이 아날로그 스위치(151)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부(161)를 포함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C2)와 비디오 신호선(17), 화소부(B)의 화소(21) 사이의 접속 관계를 나타낸다.

화소부(B)에서 화소(21)의 총 수는 화소 번호 1~화소 번호 800을 포함하는 800개이다. 하나의 화소(21)는 RGB 3색의 서

브 화소를 포함한다. 화소부(B)의 서브 화소수는 2400(800×3)개이다.

비디오 신호선(17)의 수는 8개의 R 비디오 신호선(R1~R8), 8개의 G 비디오 신호선(G1~G8) 및 8개의 B 비디오 신호선

(B1~B8)을 포함하는 24개이다.

아날로그 스위치(151)의 총 수는 아날로그 스위치 번호 1~아날로그 스위치 번호 2400을 포함하는 2400개이다. 각 아날

로그 스위치(151)는 한 쌍의 p 및 n형 TFT로 된 CMOS형 TFT를 포함한다.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부(161)는 직렬로 접속된 100단의 플립-플롭 회로(173,173,173,...)로 형성된 시프트 레지스터 회

로(171);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의 플립-플롭 회로(173)의 각 출력에 접속된 버퍼 회로(15); 및 버퍼 회로(175)

의 출력과 아날로그 스위치의 제어 전극을 접속하는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 신호선(181)을 포함한다.

동일한 클럭 신호(CK)와 반전 클럭 신호(-CK)가 100단의 플립-플롭 회로의 클럭 단자에 입력된다. 100단의 플립-플롭

회로중, 제1단의 플립-플롭 회로(173)의 입력 단자에는 Sp신호가 공급된다. 제1단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 신호는

출력 단자(Q)를 통하여 제1단 버퍼 회로(175)에 공급된다.

제1단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Q)은 그 다음 단(제2단)의 플립-플롭 회로(172)의 입력 단자(D)에 입력된다. 제2단

플립-플롭 회로의 출력은 제2단 버퍼 회로(175)의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마찬가지로, 각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은

그 다음 단의 플립-플롭 회로(173)의 입력 단자에 공급되며 동일한 단의 출력 버퍼 회로(175)의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버퍼 회로(175)의 출력은 플립-플롭 회로(173)측으로부터 3번째 인버터(176c) 및 4번째 인버터(176d) 사이에서 두개의

선으로 분지된다. 분지된 2개의 선 중에서, 하나의 선은 인버터(176f)를 통하여 n출력을 전달하고, 다른 선은 두개의 인버

터(176d,176e)를 통하여 p출력을 전달한다.

도 7a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의 플립-플롭 회로(173)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회로도이며, 도 7b는 버퍼 회로(175)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회로도이다.

플립-플롭 회로(173)는 직렬로 접속된 3단의 CMOS 회로(173a,173b,173c)를 포함한다. 전원 전압은 VDD 및 GND이다.

제1단 CMOS 회로(173a)는 클럭드(clocked) 인버터이며 n형 MOS 트랜지스터(174a)는 접지 단자측에 연결된다. 이 n형

MOS 트랜지스터(174a)의 게이트 전극 단자에는 반전 클럭 신호(-CK)가 입력된다. p형 MOS 트랜지스터(174b)는 제1단

CMOS 회로의 전원 전압 VDD 단자측에 연결된다. 클럭 신호(CK)는 p형 MOS 트랜지스터(174b)의 게이트 전극 단자에

입력된다.

제1단 CMOS 회로(173a)에 대한 입력은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의 입력 단자(D)에 접속된다. 제2단 CMOS 회로

(173b)는 인버터이며, 그 입력 단자는 제1단 CMOS 회로(173a)의 출력 단자에 접속되며, 그 출력 단자는 제3단 클럭드 인

버터의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n형 MOS 트랜지스터(174c)는 제3단 CMOS 회로(173c)의 접지 단자측에 연결되어 있다. 클럭 신호(CK)는 n형 MOS 트랜

지스터(174c)의 게이트 전극 단자에 입력된다. p형 MOS 트랜지스터(174d)는 제3단 CMOS 회로(173c)의 전원 전압

VDD 단자측에 연결된다. 반전 클럭 신호(-CK)는 p형 MOS 트랜지스터(174d)의 게이트 전극 단자에 입력된다.

제3단 CMOS 회로(173c)의 입력 단자는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 단자(Q)에 접속된다. 제3단 CMOS 회로(173c)의

입력 단자는 또한 제2단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의 입력 단자(D)에 접속된다. 제3단 CMOS 회로(173c)의 출력 단자는

또한 제1단 CMOS 회로(173a)의 출력과 제2단 CMOS 회로(173b)의 입력을 연결하는 선에 접속된다.

도 7b는 버퍼 회로(175)의 p출력측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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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버퍼 회로(175)의 p출력측은 직렬로 접속된 5단의 CMOS 인버터

(176a,176b,176c,176d,176e)로 구성된다. 버퍼 회로(175)의 입력 단자는 도 7a에 나타낸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

단자(Q)에 접속된다. 버퍼 회로(175)의 p출력은 분지된 n출력(도 6)과 함께 아날로그 스위치(153)의 제어 단자에 공급된

다.

신호가 플립-플롭 회로(173)의 입력 단자(D)에 입력되면, 클럭 신호(CK)와 반전 클럭 신호(-CK)에 따라 출력 신호(Q)가

출력된다. 각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Q)은 출력 버퍼 회로(175)를 통하여 대응하는 아날로그 스위치(151)를 제어한

다. 각 플립-플롭 회로(173)의 출력 신호(Q)는 그 다음 단의 플립-플롭 회로의 입력 단자(D)에 출력된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TFT(p 및 n형 TFT)를 각각 갖는 아날로그 스위치 번호 1~24의 아날로그 스위치(151)는

48개의 TFT로 형성된다. 24개의 아날로그 스위치(151)에는 동일한 출력 신호(예를 들면, 출력1, p와 n의 2극성)가 함께

공급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버퍼 회로로부터의 n출력은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선(181a)을 통하여 24개의 모든 아날로그 스위치의

n형 TFT의 게이트 전극에 공급되며, 버퍼 회로로부터의 p출력은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선(181b)을 통하여 24개의 모든

아날로그 스위치의 p형 TFT의 게이트 전극에 공급된다.

회로 동작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각 단의 플립-플롭 회로(173)로부터의 제어 신호는 동시에 24개의 아날로그 스위치(예를 들면, 번호 1~24의 24개의 아날

로그 스위치)의 온/오프를 제어한다. 하나의 단의 플립-플롭 회로(173)로부터의 제어 신호는 동일한 타이밍에 24개의 아

날로그 스위치(151)를 동시에 온하며, 데이터가 신호선(11)을 통하여 8개의 화소(각 화소 당 RGB 3개의 서브 화소)에 기

입된다. 이 동작은 소위 8데이터 분할의 점 순차 기입 방식에 해당한다.

본 액정 표시 장치의 회로 동작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사선 구동 회로(C1)가 하나의 주사선(15)을 선택하고, 게이트가 상기 선택된 주사선에 접속된 모든 화소 TFT(25)가 도

통 상태로 될 때,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의 제1단 플립-플롭 회로(173)에 접속된 출력 버퍼(175)의 n 및 p단자로부터

의 출력된 출력1의 아날로그 스위치 제어 신호에 따라 번호 1~24의 아날로그 스위치(151)의 24개의 p형 TFT 및 24개의

n형 TFT가 동시에 온된다.

아날로그 스위치(151)가 온으로 되면, 화소부(B)의 선택된 주사선(15)으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이미 도통 상태로 된 화소

TFT(25)를 통하여, R1~R8, G1~G8 및 B1~B8을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선(17)의 신호 내용에 따라 각 화소 셀(액정셀

(23) 및 축적 용량(27))에 전하를 공급하여 각 화소 셀에 화상 정보를 기입한다.

제1~제100단의 플립-플롭 회로를 포함하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71)는 제어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여 번호

1~2400을 포함하는 아날로그 스위치(151)를 순차적으로 온한다. 비디오 신호선(17)으로부터 공급되는 비디오 신호(표시

신호)는 1단의 플립-플롭 회로(173)마다 24화소로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번호 1~2400의 서브 화소에 전송된다.

주사선 구동 회로(C1)가 그 다음 주사선을 선택하면, 그 때 선택되어 있던 화소 TFT는 비도통 상태로 되고, 그 결과 액정

셀(23)과 축적 용량(27)이 신호선(11)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단절된다. 150개의 주사선이 순차적으로 주사되는 1수평 기간

중에, 저장된 화상 정보는 다음 주사때까지 유지된다.

상술한 동작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화상을 표시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C2)중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 속도는 4.88MHz이며, 이는 주사선 구동 회로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

작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도 8은 도 1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의 VIIIa-VIIIb선 단면도이며, 신호선 구동 회로를 포함하는 주변 회로부를 나타낸다.

주변 회로 TFT는 폴리실리콘 TFT일 수 있다. 화소부(B)의 구조는 도 4에 나타낸 도 1의 IVa-IVb선 단면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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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서는, 반도체 능동 소자로서 다결정 TFT(85)를 사용하는 제1 투명 기판(31) 상의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나타낸

다. 도 8에 나타낸 구조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상부(제2 투명 기판(51)측)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C2)로부터의 광을

차광하는 차광막은 블랙 매트릭스(BM), 즉 도전성 차광막이 아니고,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이다. 절연성 흑색 수지막

(201)은 바람직하게는 컬러 필터(61,63,65)와 일반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갖는다.

컬러 필터(61,63,65)와 부분적으로 오버랩하는 블랙 매트릭스(BM)(1,1,1,...)는 화소 사이의 광누설을 방지하고 컬러 표시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화소부(B)의 제2 투명 기판(51) 상에 형성된다. 블랙 매트릭스는 신호선 구동 회로(C2)까지 연

장하고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과 부분적으로 오버랩한다. 이 오버랩은 연속적인 차광 구조 또는 이중 차광 구조를 실현

하여 차광성을 향상시킨다.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의 재료로서, 흑색의 착색 안료와 혼합된 폴리이미드가 바람직하다. 흑색의 착색 안료와 혼합된

아크릴계 또는 에폭시계 수지를 사용해도 좋다. 감광성 수지를 사용하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노광 및

현상 공정을 통하여 흑색 수지를 패터닝할 수 있다.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은 제2 투명 기판(51)측으로부터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입사하는 광(주로 가시광)을 차광한다.

경사 입사광에 대해서도, 블랙 매트릭스(1) 및 흑색 수지막(201)으로 형성된 이중 차광 구조가 충분한 차광 성능을 제공한

다.

신호선 구동 회로(C2) 근처에 설치된 차광 구조는 흑색 수지막(201)뿐이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C2)에서 절연성 흑

색 수지막(201)과 TFT(85) 사이의 기생 용량을 현저히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광 구조가 제공되어도, 기생 용량은 신

호선 구동 회로(C2)의 동작 속도를 낮추지 않는다.

다음,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제조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

시 장치의 제조 방법이 사용된다.

반도체 능동 소자로서 탑-게이트형 TFT를 사용함으로써 제1 투명 기판측의 화소부(B) 및 주변 회로부(C)를 제조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도 16은 화소 TFT 및 주변 회로 TFT 모두에 대하여 도 3b에 나타낸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탑-게이트형 TFT를 사

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6에서는 제1 투명 기판(31)측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1 투명 기판(31) 상에, 폴리실리콘막(35), SiO2로 된 게이트 절연막 및 게이트 전극(G)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의 양측 상의 폴리실리콘막은 n 또는 p형 불순물 이온으로 도프되어 소스 및 드레인 영역으로서 고농도 불순물 영역

(37,37)을 형성한다.

제1 투명 기판 상에는, 제1 층간 절연막(41a)이 형성된다.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 전극에 대한 콘택트 홀은 제1 층간 절연

막(41a)을 통하여 형성된다. Ti/Al/Ti로 된 소스 전극(S), 게이트 전극(G) 및 드레인 전극(D)의 리드는 콘택트 홀을 개재하

여 제1 층간 절연막(41a) 상에 형성된다.

제2 층간 절연막(41b)은 제1 층간 절연막(41a) 상에 형성된다.

콘택트 홀은 화소 TFT(25)의 드레인 전극(D) 상에 제2 층간 절연막(41b)을 통하여 형성된다.

ITO로 된 화소 전극(45)은 콘택트 홀을 개재하여 제2 층간 절연막(41b) 상에 형성된다. 화소 전극(45)은 화소부(B)의 화

소 TFT(25)의 드레인 전극(D)에 접속된다.

주변 회로부(C)의 주변 회로 TFT는 n 및 p형 TFT(85a,85b)를 포함한다. 고농도 불순물 영역(37,37)이 이온 주입을 통하

여 형성되기 때문에, n 및 p형 TFT(85a,85b)가 모두 동일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상보형 회로(CMOS 회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회로부(C)에서 회로의 고속 동작 및 저 전력 소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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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표시 장치의 상세한 제조 방법을 하기에 설명한다.

(1) 제1 투명 기판(31) 상에 CVD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막을 1000Å의 두께로 퇴적한다.

(2)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을 결정화한다. 이 결정화 공정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막이 폴리실리

콘막(35)으로 변한다.

(3) 폴리실리콘막(35)을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 및 에칭 공정에 의해 섬 형상 TFT 채널층을 형성하도록 에칭한다.

(4) PECVD(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33)을 형성한다. 이 게이트 절연막

(33)을 소정의 형상으로 가공한다. PECVD 대신 스퍼터링을 사용해도 좋다. 게이트 전극이 게이트 절연막 상에 형성된다.

(5) 폴리실리콘 영역(37)은 TFT 게이트 전극의 양측의 채널층에 형성되며,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의 콘택트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폴리실리콘 영역(37)은 불순물 이온으로 도프되어 채널층보다 더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갖는다. 주변 회로부(C)에는,

다른 이온이 n 및 p형 TFT(85a,85b)에 대하여 주입된다.

(6) 제1 층간 절연막(41a)은 제1 투명 기판(31) 상에 형성된다. 콘택트 홀은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 콘택트에 대하여 제1

층간 절연막(41a)을 개재하여 형성된다.

(7) Ti/Al/Ti의 소스 전극(S), 게이트 전극(G) 및 드레인 전극(D) 리드는 콘택트 홀을 개재하여 제1 층간 절연막(41a) 상에

형성된다.

(8) 산화막의 층간 절연막(41b)은 제1 투명 기판(31)의 전 표면 상에 퇴적된다. 산화막 대신, 질화막 또는 폴리이미드막을

사용할 수 있다. 콘택트 홀은 층간 절연막(41b)을 통하여 형성되며, ITO(indium-tin oxide)의 화소 전극(45)은 콘택트 홀

을 개재하여 형성된다.

상기 공정에 의해, 탑-게이트형 TFT가 완성된다.

도 4 및 8을 참조하여, 컬러 필터와 공통 전극을 구비한 제2 투명 기판(51) 상의 화소 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 제2 투명 기판(51) 상에, 두께 2000Å의 Cr막을 형성하고 소정의 패턴을 갖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칭하여 블랙 매트

릭스(BM)(1,1,1,...)를 형성한다. 이 블랙 매트릭스(BM)는 화소부(B)의 화소 TFT(25) 및 주변 회로부(C)의 제1 주변 회

로(C1)를 덮는 차광막으로서 기능한다.

(2) 제2 투명 기판(51) 및 블랙 매트릭스(1) 상에 적색 레지스트를 1.5㎛ 두께로 도포하고, 건조, 노광 및 현상 공정을 포함

하는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하여 화소부(B)에 적색 컬러 필터(61)를 형성한다.

(3) 녹색 컬러 필터(63) 및 청색 컬러 필터(65)는 상기 공정(2)과 유사한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컬러 필터(61,63,65)는 단

부에서 블랙 매트릭스(BM)(1,1,1,...)와 부분적으로 오버랩한다.

(4) 흑색 수지는 제2 투명 기판(51)의 내측 상에 도포되어 주변 회로부(C)의 제2 주변 회로(C1)를 덮어서 소정의 패턴 공

정에 의해 절연성 흑색 차광막(201)을 형성한다.

(5) 컬러 필터(61,63,65) 및 절연성 흑색 차광막(201)을 보호하고 컬러 필터 및 절연성 흑색 차광막(201)의 불균일한 표면

을 평탄화하기 위하여 평탄화 수지막(73a)을 형성한다.

(6) 스퍼터링에 의해 두께 1000Å의 ITO막을 형성하여 소정의 패턴 공정에 의해 공통 전극(71)을 형성한다.

(7) 공통 전극(71)을 덮도록, 폴리이미드 등의 배향막(75a)을 형성한다.

상기 공정에 의해, 제2 투명 기판(51)측 상의 구조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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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정(4) 대신, 절연성 흑색 차광막 또는 도전성 차광막을 제2 투명 기판(51)의 외측에 형성하여 제2 주변 회로를 덮을

수 있다. 또는, 절연성 흑색 차광막을 제1 투명 기판측 상에 형성하여 제2 주변 회로를 덮도록 할 수도 있다.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을 장착하여 액정 표시 장치를 형성한다. 이 방법은 이하에 설명한

다.

(1)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 상에 형성된 배향막(75a,75b)을 필요에 따라 가열 및 경화시킨다.

(2) 배향막(75a,75b)을 버프(buff) 천으로 소정의 방향으로 러빙(rubbing)하는 러빙 공정을 실시하여 배향막(75a,75b)의

배향 구조를 형성한다.

(3) 제1 투명 기판(31) 상에 중합체, 유리, 실리카 등의 구형 스페이서를 분무한다. 구형 스페이서는 기판(31,51) 사이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한다.

(4) 제1 투명 기판의 주변 회로부(C)의 외주부에 실링용 수지를 디스펜서로 도포한다.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을 서

로 겹치고 가열 가압으로 실링 수지를 경화시킨다. 따라서,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은 실링 수지에 의해 함께 부착된

다.

(5) 액정재(E)를 도시하지 않은 액정 주입구를 통하여 액정 수용 공간(81)에 주입한 후, 주입구를 봉지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C2) 상에 형성된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은 제2 투명 기판(51)측으로부터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입

사하는 광을 차광한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반도체 능동 소자, 즉 주변 회로 TFT(85)의 입사광에 의해 야기되

는 오동작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C2)는 입사광의 유무와는 독립적으로 안정하게 동작하며, 액

정 표시 장치가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다.

액정의 비유전율(ε)은 약 5~11이다. 제1 및 제2 투명 기판 사이의 갭은 약 4~5마이크론이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

(C2)가 4.88MHz로 동작하면, 주변 회로 TFT(85)의 기생 용량에 의해 야기되는 회로 동작의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고속에서 동작하는 신호선 구동 회로의 차광막으로서 금속으로 된 블랙 매트릭스(BM)를 사용하면, TFT와 BM 사이의 기

생 용량이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고속 동작을 방해한다. 절연성 차광막을 사용함으로써, 기생 용량의 증가 및 동작 속도

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절연성 흑색 차광막은 1마이크론 이하의 두께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주변 회로부, 특히 신호선 구동 회로는 제2 투명 기판(51)의 외측(제1 투명 기판(31)의 반대측)의 액정 표시 장치의 외주부

에 형성된 사각(bevel)에 의해 차광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사각을 사용한 차광 구조는 대화면의 액정 표시 장치(좁은 사

각의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의 제조를 방해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제2 주변 회로)로부터의 광을 차단하는 차광막의 재료로서 카본 흑색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카본 흑색 수지는 106Ωm 이하의 전기 도전율을 갖는 반절연성이다. 이러한 반절연성 카본 수지를 사용하면, 절연성

차광막을 사용할 때보다 차광막의 기생 용량이 커진다. 그러나, 반절연성 카본 수지로 된 차광막은 절연성 차광막보다 우

수한 차광 성능을 나타낸다. 기생 용량보다 차광 성능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반절연성 카본 수지로 된 차광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9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절연성 흑색 수지막(201)은 제2 투명 기판(51)측 상에 형성되며, 다른 절연성 흑색 수

지막(301)은 제1 투명 기판(31)측 상에 형성되고, 각각 제2 주변 회로(C2)로부터의 광을 차단한다.

제1 투명 기판측 상에 형성된 차광막(301)은 또한 신호선 구동 회로(C2)로부터의 광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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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9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의 절연성 차광막(201,301)은 신호선 구동 회로(C2) 상에 이중 차광 구조를 제공한

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대한 차광 성능이 향상되고 주변 회로, 특히 신호선 구동 회로의 동작을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보다 더 안정하게 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본 제2 실시예에서,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표시하고 설명은 생략한다.

도 10은 신호선 구동 회로(제2 주변 회로)(C2)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주변 회로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내는 도 8에 대응한다.

도 10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는 차광막(401)은 제2 투명 기판(51)의 외측(제1 투명 기

판(31)의 반대측), 즉 액정 표시 장치의 외측에 형성된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차광막(401)은 제2 투명 기판(51)

으로부터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입사하는 광을 차단한다.

신호선 구동 회로(C2)와 차광막(401) 사이에 두꺼운 절연 부재인 제2 투명 기판(51)을 개재한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 의

해 사용된 절연성 흑색 수지 대신,반절연성 카본 흑색 수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전성 차광막도 사용할 수 있다. 차광막

재료 선택의 자유도가 증가한다. 또한, 반절연성 카본 흑색 수지 또는 도전성 차광막을 사용하면, 차광 성능이 절연성 차광

막보다 향상된다.

외측-패널 차광막(401)이 제2 투명 기판(51)의 상부 표면에 형성되기 때문에,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 사이의 좁은

갭에 형성될 때보다 차광막 형성 공정이 용이하게 된다. 차광막 형성 공정에서, 외측-패널 차광막(401)은 패널 조립 공정

전에, 제2 투명막의 상부 표면에 형성되거나, 또는 패널 조립 공정 후에 외측-패널 차광막(401)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립 공정의 자유도는 제1 실시예에 비하여 증가한다.

외측-패널 차광막(401)의 재료는 흑색 수지막 이외에 수지계 흑색 잉크일 수도 있다. 차광막이 수지계 흑색 잉크를 사용하

여 제2 투명 기판(51) 상에 형성되면, 흑색 오일계 펠트펜(felt pen)으로 제2 투명 기판(51) 상에 칠할 수 있다.

흑색 펠트펜으로 칠하면 제2 투명 기판(51)의 원하는 위치에 차광막을 형성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차광막은 수지계 흑색

잉크를 도포함으로써 제1 또는 제2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차광막은 차광성 접착 테이프, 차광

성 흑색 필름 등을 사용함으로써 형성해도 좋다.

흑색 차광막은 잉크젯트법과 같은 인쇄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인쇄 기술의 사용은 차광막의 대량 생산 및

경제성에 있어서 우수하다.

상술한 방법을 사용하면, 제2 투명 기판의 두께가 약 0.7㎛이고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 사이의 갭이 약 5㎛이기 때

문에, 경사 입사에 의한 미광(stray light)의 가능성이 있다.

도 11은 제2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1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는 차광막으로서, 외측-패널 차광막(401)이 제1 투명 기

판(51)의 상부 표면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외측-패널 차광막(401)에 대향하는 위치에서 제1 투명 기판(51)의 하부 표면

에 절연성 내측-패널 차광막(405)이 형성된다. 내측-패널 차광막(405)도 또한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는다.

두 개의 차광막이 신호선 구동 회로(C2) 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차광 성능이 향상되고, 경사 입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광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도 12는 제2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도 12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에서, 외측-패널 차광막(401) 및 절연성 내측-패널 차광막(201)은 수직에서 볼 때 다른 위

치에 설치된다. 예를 들면, 외측-패널 차광막(401)은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제어 회로(B'))를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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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절연성 흑색 수지로 된 내측-패널 차광막(201)은 제어 회로(A')(아날로그 스위치)를 덮는다. 도전성 차광막(BM)(1)

은 제어 회로(C')(출력 버퍼) 상에 형성된다. 차광 구조 및 제어 회로는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으며, 상술한 것으로 한정

되지 않는다.

상술한 방법에서, 다른 구조를 갖는 차광막은 차광 성능 및 회로 동작 속도에 따라 신호선 구동 회로의 각 회로부의 다른

위치에 형성된다.

제2 변형예의 구조에서, 디자인의 자유도가 증가될 수 있으며, 차광막과 신호선 구동 회로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섬세하게

설계하여 주변 회로의 고속 동작 및 차광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도 13 및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제3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표시하고 설명은 생략한다.

도 13은 액정 표시 장치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이 평면도는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내는

도 1에 대응한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 표시 장치는 화소부(B) 및 주변 회로부(C)를 포함한다. 주변 회로부(C)는 주사선 구동 회

로(제1 주변 회로)(C1) 및 신호선 구동 회로(제2 주변 회로)(C2)를 포함한다.

Cr로 된 블랙 매트릭스(BM) 차광막(1)은 주사선 구동 회로(C1) 상에 형성된다. 절연성 흑색 수지로 된 차광막(503)은 신

호선 구동 회로(C2) 상에 형성된다.

도 14는 도 13에 나타낸 Xa-Xa선 단면도이며,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내는 도 8에 대응한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액정재(E)를 수용하는 액정 수용 공간(81)을 밀봉하기 위한

실 부재(501)의 구조는 제1 실시예와는 다르다.

제3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실 부재(501)는 직사각형의 화소부(B)의 단변에 배치된 주사선 구동 회로(C1)의 외측

에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와 마찬가지로 형성된다. 신호선 구동 회로(C2)에 배치된 직사각형의 화소부(B)의 장변 상

의 실 부재(503)는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는다. 실 부재(501,503)는 주변 회로부(C)의 외주변을 루프 형상으로 감싼

다.

실 부재 형성 공정에서, 통상의 수지성 실 부재(501)는 주사선 구동 회로(C1)의 외측에 형성된다. 다음, 차광성 흑색 수지

의 실 부재(503)가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도록 형성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실 부재(501,503)은 액정 수용 공간(81)에 충전된 액정재(E)를 밀봉한다. 절연성 흑색

수지로 된 실 부재(503)는 신호선 구동 회로(C2)를 덮으며 신호선 구동 회로(C2)로부터의 광을 차단한다. 절연성 흑색 수

지로 된 상기 실 부재(503)는 액정재(E)를 밀봉하며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주변 회로용 다결정 TFT(85)로부터의 광을

차단하여 광에 의해 야기되는 TFT의 누설 전류를 억제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제1 및 제2 투명 기판(31,51) 사이의 차광막(503)은 액정재(E)(약 5~11)보다 작은 약 3

의 비유전율 ε을 갖는 수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호선 구동 회로(C2) 위의 제1 및 제2 투명 기판 사이에 배치된 액정재

에 비하여, 신호선 구동 회로(C2)의 기생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실 부재 및 차광막에 대하여 동일한 구조가 사용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향상되며, 그 결과 액정 표시 장치의 사각을 더

욱 좁게 할 수 있다.

주사선 구동 회로의 외측에 배치된 실 부재와 신호선 구동 회로를 덮는 실 부재는 차광성 실 부재를 사용하여 일체로 형성

해도 좋다. 이 경우, 실 부재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전자 기기를 나타낸다. 이 휴대용 전자 기기(퍼스널 컴퓨터)는 제1~3 실시예

중 하나의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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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 나타낸 퍼스널 컴퓨터는 화소부(B) 및 주변 회로부(C)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A)를 사용한다.

퍼스널 컴퓨터의 다른 구조는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와 동일하다. 액정 표시 장치(A)를 접었을 때 이것과 일체화되는 하

우징(601)에는, 중앙 처리 장치(CPU), 기억 회로 등(도시하지 않음)이 내장되어 있다. 외부 기억 장치용 삽입구(603)는 하

우징(601)의 측벽에 형성되며, 입력 수단(키보드)(605)은 하우징(601)의 상부 표면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주변 회로부(C)는 제1 투명 기판 상에 일체로 형성된다. 외부

의 주변 회로부(C)를 갖는 액정 표시 장치에 비하여, 본 액정 표시 장치의 사각을 좁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크기가 동일하

면, 화소부(B)를 크게 할 수 있다. 신호선 구동 회로의 반도체 능동 소자로서 다결정 TFT가 사용되기 때문에, 퍼스널 컴퓨

터의 고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변 회로부, 특히 제2 주변 회로가 절연성 차광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입사광에 의해 야

기되는 다결정 TFT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상술한 본 실시예의 구조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셀 외부의 차광막은 제2 투명 기판 상에 직접 형성하거

나, 또는 제2 투명 기판 상에 형성된 편광판 상에 간접적으로 형성해도 좋다. BM은 단층 또는 다층의 금속으로 되어도 좋

다. 주변 회로부에 대한 모든 차광막은 절연성 차광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 및 제2 투명 기판으로서 유리 기판을 사용하지만, 석영 또는 유기성 필름을 사용해도 좋다.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1 기판이 투명할 필요는 없다. 세라믹 기판, 절연막으로 덮인 실리콘 기판 등을 사용해도 좋다.

반사형 표시 패널의 경우에는, 제1 투명 기판 상의 ITO 전극은 Al과 같은 다른 금속 재료로 대체해도 좋다.

흑백 표시 패널을 제조할 경우에는, 화소부의 컬러 필터는 필요없다.

기판의 평탄화막은 질화 실리콘막 또는 산화 실리콘막이어도 좋다. 평탄화막은 제2 투명 기판측에는 제공되지 않아도 좋

다.

다음, 도 17~2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 및 이 장치를 사용하는 표시 패널을 설명

한다.

도 17은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부와 이 화소부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부를 동일한 기판 상에 일체로 형성한 반사형 액정 표

시 장치(A)의 평면 배치예를 나타낸다. 도 18은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다.

도 17 및 도 18에 나타낸 액정 표시 장치는 화상을 표시하는 대략 직사각형의 화소부(B)와 이 화소부를 구동하기 위하여

화소부(B) 주변에 배치된 주변 회로부(C)를 포함한다.

화소부(B)에는, 복수의 화소(1001)가 매트릭스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다.

화소부(B)에는, 복수의 신호선(1003,1003,1003,...)이 열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복수의 주사선(1005,1005,1005,...)

이 행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화소(1001)는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갖는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 TFT(1011), 액정셀(1015) 및 축적 용량(1017)

을 포함한다. 화소 TFT(1011)의 소스(S)는 신호선(1003)에 접속되며, 그 게이트(G)는 주사선(1005)에 접속된다. 액정셀

(1015) 및 축적 용량(1017)은 화소 TFT(1001)의 드레인(D)과 접지 단자(GND)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다.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명한 제1 유리 기판(1031)과 제2 유리 기판(1051)(이하, 제1 유리 기판 및 제2 유리 기판이

라 함) 사이에 액정재(E)가 충전된다. 이 액정재는 수지로 된 실 부재(1041)로 밀봉하며 상기 기판(1031)과 기판(1051)

사이에 개재한다. 투명한 유리 기판 대신, Si 기판과 같은 불투명 기판을 제1 유리 기판(1031)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지 전위에 고정하는 공통 전극은 제2 유리 기판(1051) 상에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실리콘 TFT인 화소 TFT(1011,1011,1011,...)는 화소부(B)의 제1 유리 기판(1031) 상에 섬 형상으로

형성한다. 주변 회로부(C)는 화소부(B) 주변에 형성된다. 주변 회로부(C)에는 고속 동작이 가능한 반도체 능동 소자로서

폴리실리콘 TFT(1021,1021,1021)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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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절연막(1061)은 제1 유리 기판(1031) 상에 형성되어 TFT(1011,1021)을 덮는다.

고정 전위가 인가되는 제2 공통 전극(1071)은 화소부(B) 전체의 층간 절연막(1061) 상에 형성된다. 제2 콘택트 전극

(1071)에는 후술하는 콘택트 홀에 대응하는 개구부(1073)가 형성되어 있다. 평탄화 절연막(1081)은 제2 공통 전극

(1071) 상에 형성된다.

콘택트 홀(1083)은 층간 절연막(1061)과 평탄화 절연막(1081)을 관통하여 개구부(1073)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다.

화소(1001)용 반사 전극(1091)은 평탄화 절연막(1081) 상에 형성되어 콘택트 홀(1083)을 개재한다. 반사 전극(1091)은

콘택트 홀(1083)의 화소 TFT(1011)의 드레인(D)에 접속된다. 배향막(1101)은 반사 전극(1091) 상에 형성된다.

제1 유리 기판(1031)에 대향하는 기판인 제2 유리 기판(1051) 상에는 컬러 필터(1121), 일반적으로 접지 전위에 고정되

는 제1 공통 전극(1131) 및 배향막(1141)이 순차적으로 형성된다.

트랜스퍼 전극(TE)은 고정 전위 전극(1071)과 제1 공통 전극(1131) 사이에 접속된다.

도 19a 및 19b는 화소 TFT(1011)의 평면도이다.

도 19a는 싱글 게이트형 TFT를 나타낸다. 싱글 게이트형 TFT(1011)는 반도체층으로서 폴리실리콘층을 사용한다. 폴리

실리콘층은 먼저 비정질 실리콘층을 형성한 후, 엑시머 레이저 등을 사용한 레이저 어닐링 방법에 의해 상기 비정질 실리

콘층을 결정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폴리실리콘층을 패터닝하여 섬 형상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한다.

싱글 게이트형 화소 TFT(1011)에서, 게이트 전극(G)은 게이트 절연막을 통하여 폴리실리콘층(1027)을 1회 횡단하고, 게

이트 전극 아래에 채널층을 획정한다.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은 폴리실리콘층(1027)의 양단부에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G)은 Al-Nd로 형성되며 주사선(1005)과 공통으로 사용된다.

소스 영역의 소스 전극(S)과 신호선(1003)은 Ti/Al/Ti로 형성되며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도 19b는 더블-게이트형 화소 TFT(1011)를 나타낸다.

더블-게이트형 화소 TFT(1011)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역 U자형의 채널층(1027)을 갖는다. 채널층(1027)은 소스와 드

레인을 흐르는 전류의 제어성을 향상시키 위하여 게이트 전극과 2회 교차한다. 광에 의해 발생하는 누설 전류는 입사광의

영향을 받기 쉬운 폴리실리콘 TFT에서 낮출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화소 TFT(1011)로서 더블-게이트형 TFT를 사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한다. 싱글 게이트형 TFT도

사용할 수 있다.

도 20 및 21은 본 실시예의 폴리실리콘 TFT(1011)를 사용하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상세한 단면도 및 평면도를 나타

낸다.

도 20은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의 평면도이다. 도 21은 도 20에 나타낸 VI-VI선 단면도이다.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유리 기판(1031) 상에는 유리로부터의 불순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SiO2로 된 기판 표

면 피복층(1023)이 형성된다. 기판 표면 피복층(1023) 상에는, 폴리실리콘층(1027)이 상술한 바와 같이, 역 U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폴리실리콘층(1027) 상에는, 절연막(1061)이 퇴적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절연막(1061)은 폴리실리콘층(1027)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1061a), 상기 게이트 절연막

(1061a) 상에 형성된 제1 층간 절연막(1061b), 및 상기 제1 층간 절연막(1061b) 상에 형성된 제2 층간 절연막(1061c)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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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주사선(1005)은 게이트 절연막(1061a) 상에 형성된다.

제1 층간 절연막(1061b)은 게이트 전극/주사선(1005)을 덮도록 형성된다. 콘택트 홀은 소스 영역(S) 및 드레인 영역(D)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제1 층간 절연막(1061b)과 게이트 절연막(1061a)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소스 전극/신호선(1003) 및 드레인 전극(1025)은 콘택트 홀을 개재하여 제1 층간 절연막(1061b) 상에 형성된다. 신호선

(1003)은 게이트 절연막(1061a)과 제1 층간 절연막(1061b)을 관통하여 형성된 신호선 콘택트 홀(1033)을 통하여 화소

TFT(1011)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다. 드레인 전극(1025)은 게이트 절연막(1061a)과 제1 층간 절연막(1061b)을 관통하

여 형성된 신호선 콘택트 홀(1033)을 통하여 화소 TFT(1011)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된다.

제1 층간 절연막(1061b) 상에는, 신호선(1003)과 드레인 전극(1025)을 덮는 제2 층간 절연막(1061c)이 형성된다. 제2

층간 절연막(1061c) 상에는, 전체 화소부를 덮는 제2 공통 전극(1071)이 형성된다.

도 22는 제2 공통 전극(1071)의 평면도이다.

제2 공통 전극(1071)은 복수의 화소(1001,1001,1001,...)를 갖는 화소부(B)와 주변 회로부(C)의 전 영역을 거의 덮는다.

제2 공통 전극(1071)의 전위가 고정된 전위를 갖기 때문에, 제2 공통 전극(1071)은 이 전극(1071) 아래의 화소 TFT

(1011) 및 신호선(1003)에 대하여 전기적인 실드(shield)로서 기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구부(1073)는 반사 전극(1091)과 드레인 전극(1025)이 접속되는 콘택트 홀(1083)에 대응하는 위치

에서 제2 공통 전극(1071)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폴리이미드로 된 평탄화 절연막(1081)은 제2 층간 절연막(1061c) 상에 형성된다. 평탄화 절연막(1081)은 하부층의 불규

칙한 표면을 보상하고 이 막(1081)의 평탄한 상부 표면을 제공한다. 이 반사 전극의 반사 표면이 불규칙하면, 광은 반사 표

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반사된다. 소정의 범위 이상으로 반사된 광은 사용할 수 없다. 반사 표면의 평탄화는 입사광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반사 전극(1091)은 평탄화막(1081) 상에 형성된다. 반사 전극(1091)은 콘택트 홀(1083)을 통하여 드레인 전극(1025)에

접속된다. TFT(1011)는 공급된 화상 신호를 받아서 액정재에 축적한다. 배향막(1101)은 반사 전극(1091) 상에 형성된

다.

제2 유리 기판(1051) 상에는, 컬러 필터(1121), 제1 공통 전극(1131) 및 배향막(1141)이 상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다.

제2 공통 전극(1071) 및 반사 전극(1091)은 대부분의 화소부를 덮으며, 수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위치에 개구부를 갖는

다. 이중 광학 실드 구조가 제2 유리 기판(1051)측으로부터의 입사광에 대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제2 유리 기판(1051)측

으로부터 제1 유리 기판(1031)측으로의 입사광에 대한 차광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정 전위가 인가되는 제2 공통 전극(1071), 제2 공통 전극(1071)에 대향하는 반사 전극(1091), 및 그 사이에 형성된 평

탄화 절연막(1081)은 축적 용량(1017)(도 17 참조)을 구성한다.

축적 용량(1017)은 반사 전극(1091)과 개구부(1073)을 제외한 제2 공통 전극(1071) 사이에 형성되며, 평탄화 절연막

(1081)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화소 TFT(1011)는 축적 용량(1017)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화소 TFT(1011)와 축적

용량(1017)을 하나의 화소부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2 공통 전극(1071)은 반사 전극(1091)과 신호선(1003)과 같은 화소 구동 배선 사이에 고정 전위면을 형성한다. 따라서,

반사 전극(1091) 및 신호선(1003)과 같은 화소 구동 배선은 전기적으로 실드되며, 크로스토크와 같은 간섭을 억제할 수

있다.

제5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A)에 대한 제조 공정의 개략을 설명한다. 먼저, 제1 유리 기판(1031) 상의 구조에 대한 제조

공정의 개략을 설명한다.

(1) 제1 유리 기판(1031) 상에 기재(base) 산화실리콘막(1023)을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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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즈마 CVD에 의해 상기 산화실리콘막(1023) 상에 비정질 실리콘층을 퇴적한다.

(3) XeCl 광원으로부터 공급되는 파장 308nm의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50nm 두께의 비정질 실리콘층을 결정화하여

폴리실리콘층(1027)을 형성한다.

(4) 폴리실리콘층(1027)을 섬 형상으로 에칭한 후, 게이트 절연막으로서의 산화실리콘막(1061a)을 플라즈마 CVD에 의해

120nm으로 퇴적한다.

(5) 게이트 절연막 상에 Al-ND막을 퇴적하고, 예를 들면, 혼합 산 에칭제를 사용한 습식(wet) 에칭에 의해 게이트 전극과

주사선으로 패터닝한다.

(6) n 및 p형 불순물 이온을 폴리실리콘층(1027)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도프하고 레이저 조사를 통하여 활성화한다.

(7) 제1 층간 절연막(1061b)(질화실리콘 또는 산화실리콘)을 플라즈마 CVD에 의해 예를 들면, 두께 500nm으로 퇴적한

다.

(8) 제1 층간 절연막(1061b) 및 그 아래의 게이트 절연막(1061a)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이 콘택트 홀을 개재

하여 Ti/Al/Ti 적층막을 퇴적하고 패터닝하여 소스 전극(S)과 신호선(1003) 및 드레인 전극(1025)으로 사용되는 소스 배

선을 형성한다.

(9) 소스 배선 등을 덮는 제2 층간 절연막(1061c)으로서, 플라즈마 CVD에 의해 제1 층간 절연막 상에 질화실리콘막을 예

를 들면, 두께 400nm으로 형성한다.

(10) 제2 층간 절연막(1061c) 상에 Ti막을 예를 들면, 두께 200nm으로 퇴적한다. Ti 대신 Al을 사용해도 좋다. Ti막을 통

하여 개구부(1073)를 형성하고, 레지스트 마스크와 염소 함유 기체를 사용하여 건성(dry) 에칭에 의해 제2 공통 전극

(1071)을 형성한다.

(11) 제2 공통 전극(1071) 및 제2 층간 절연막(1061c) 상에는 폴리이미드로 된 평탄화 절연막(1081)을 형성한다. 폴리이

미드 평탄화막 대신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된 질화실리콘막을 사용해도 좋다.

(12) 불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성 에칭에 의해, 상부 드레인 전극(1025)을 노출하는 개구부(1073)를 통하여, 평탄화막

(1081)과 제2 층간 절연막(1061c)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1083)을 형성한다.

(13) 콘택트 홀(1083)을 개재하도록 평탄화막(1081) 상에 반사 전극층(1091)을 퇴적한다. 염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성

에칭을 통하여 상기 전극층을 화소(1001)의 전기적으로 독립된 반사 전극으로 분리한다.

(14) 반사 전극(1091) 상에 배향막(1101)을 형성한다.

제2 유리 기판(1051) 상의 구조는 하기 공정으로 형성한다.

(1) 제2 유리 기판(1051) 상에는, 두께 1.5㎛의 적색 레지스트막을 도포하고 건조, 노광 및 현상 공정을 포함하는 통상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화소부(B)에 적색 컬러 필터를 형성한다. 녹색 및 청색 컬러 필터도 동일한 공정에 의해 형성

한다.

(2) 컬러 필터 등의 불균일한 표면을 평탄화하기 위하여 평탄화 수지막을 형성한다.

(3) 스퍼터링에 의해 두께 1000Å의 ITO 막을 형성하여 소정의 패터닝 공정에 의해 공통 전극(1131)을 형성한다.

(4) 제1 공통 전극(1131)을 덮도록 폴리이미드 등의 배향막을 형성한다.

상술한 공정에 의해, 제2 투명 기판(1051) 상의 구조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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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1 및 제2 투명 기판(1031,1051)을 탑재하여 액정 표시 장치(A)를 형성한다. 이 방법을 이하

에 설명한다.

(1) 제1 및 제2 투명 기판(1031,1051) 상에 형성한 배향막(1101,1141)을 필요에 따라 가열, 경화시킨다.

(2) 배향막(1101,1141)을 버프 천으로 소정의 방향으로 러빙하는 러빙 공정을 실시하여 배향막(1101,1141)의 배향 구조

를 형성한다.

(3) 제1 투명 기판(1031) 상에 중합체, 유리, 실리카 등의 구형 스페이서를 분무한다.

(4) 제1 유리 기판(1031)의 주변 회로부(C)의 외주부에 실링용 수지를 디스펜서로 도포한다.

(5) 제1 및 제2 유리 기판(1031,1051)을 서로 겹치고 가열 가압으로 실링 수지를 경화시킨다. 따라서, 제1 및 제2 투명 기

판(1031,1051)은 실링 부재(1041)에 의해 함께 부착된다. 구형 스페이서는 양 기판(1031,1051) 사이에서 소정의 거리를

유지한다.

(6) 액정재(E)를 도시되지 않은 액정 주입구를 통하여 액정 수용 공간에 주입한 후, 주입구를 봉지한다.

도 23a 및 23b는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액정 패널을 나타낸다.

도 23a는 반사형 직시(direct view) 패널의 개략 구조를 나타낸다.

이 반사형 직시 패널은 편광판(PL)이 반사형 액정 패널(A)의 제2 유리 기판(1051) 상에 배치된 구조를 갖는다. 반사형 액

정 패널(A)의 액정재(E)로서, 바람직하게는 수직 배향 액정이 사용된다.

도 23b는 3-칩 투사형 액정 패널을 나타낸다.

이 투사형 액정 패널은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cross dichroic prism, CDP)의 배면과 양측면에 R(적색), G(녹색) 및 B

(청색)에 대응하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1,A2,A3)가 배치되어 있다.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CDP)의 전면에는 웨지 프리즘(wedge prism, WP)이 배치된다. R, G, B에 대응하는 반사형 액

정 표시 장치(A1,A2,A3)에 광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원(L)을 설치한다.

광원(L)으로부터 조사된 광은 R, G, B에 대응하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1,A2,A3)에 입사된다.

각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1,A2,A3)로부터의 반사광은 웨지 프리즘(WP)에 의해 굴절되어, 출사광의 광로는 입사광과

다르게 된다. 이 굴절광은 렌즈를 포함하는 광학계 장치(LS)에 의해 스크린(S) 상에 초점이 모인다. 광학계 장치(LS)는 광

학 렌즈 또는 콜드 미러(cold mirror)이어도 좋다.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각 화소의 화소 TFT 및 축적 용량을 각 화소부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미세한 화소를 형성할 수 있다. 패널, 특히 반사형 직시 패널 및 투사형 액정 패널의 소형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가 적합하다.

도 24는 제5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도 24는 제5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을 나타내는 도 20에 대응한다. 본 변형예의 화소 TFT로서 도 3a에 나타낸 싱글 게이트형 TFT를 사용하였지만, 이

는 제5 실시예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아니다.

도 24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반사 전극(1091)에서 드레인 전극(1025)에 연장하는 콘택트 홀(1083) 내에

도전성 유기 수지로 된 도전성 충전재(1111)가 충전되어 있다. 도전성 충전재(1111)는 바람직하게는 평탄화막(1081)의

상부 표면과 같은 높이로 충전된다.

이 도전성 충전재(1111)는 반사 전극(1091)과 드레인 전극(1025)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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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 평탄화막(1081)을 형성한 후의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 평탄화막을 형성하기까지의 공정은 상술한 바와 같은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도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전성 충전재(1111)로서, 콘택트 홀(1083)을 갖는 평탄화막(1081) 상에 SnO 등이 첨가된 도

전성 투명 유기 재료를 도포한다.

도 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택트 홀(1083) 내에는 도전성 충전재(1111)가 충전되며, 평탄화막(1081)의 상부 표면을 덮

는다.

도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사 전극용으로 사용되는 Al막을 퇴적한다.

통상적인 패터닝 공정에 의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패터닝하여 마스크로서 반사 전극을 형성한다.

도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성 에칭을 통하여 Al막을 패터닝하고, 불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

성 에칭을 통하여 도전성 유기 재료의 도전성 충전재(1111)를 에칭하여 반사 전극(91)을 형성한다.

도 24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도 20에 나타낸 것보다 반사 전극의 평탄성이 우수하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의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제3 층간 절연막(1061d), 축적 용량 전극(1075) 및 평탄화막(1081)을 제2 공통 전극(1071)과 반사 전극(1091) 사이에

형성한다. 축적 용량 전극(1075)뿐만 아니라 반사 전극(1091)은 콘택트 홀(1083)을 통하여 드레인 전극(1025)에 접속된

다.

제3 층간 절연막(1061d)은 배선 층 사이에 충분한 전기적 절연성을 제공하는 한 어떠한 막으로 되어도 좋으며, 두께

200nm의 질화실리콘막이어도 좋다.

축적 용량 전극(1075)은 Al로 형성된다. Al 대신 Ti를 사용해도 좋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화소 축적 용량은 제2 공통 전극(1071)과 축적 용량 전극(1075), 및 양 전극

(1071,1075) 사이의 제3 층간 절연막(1061d)으로 구성된다. 반사 전극(1091)의 평탄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상부의 평탄

화막(1081)에 의해 발휘되기 때문에, 제3 층간 절연막(1061d)의 두께는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제3 층

간 절연막(1061d)의 두께를 얇게 하여,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 큰 용량을 얻는 관점에서는, 질화실리콘막이 바람직하게

사용되며, 고유전율을 갖는 Ta 산화막을 사용해도 좋다.

화소 TFT(1011)와 신호선(1003)이 제2 공통 전극(1071), 축적 용량 전극(1075) 및 반사 전극(1091)을 포함하는 3개의

금속층에 의해 덮여 있으므로, 전기적 실드 기능이 제5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보다 향상될 수 있고, 제2 유리 기

판측으로부터의 입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성도 향상될 수 있다.

도 30은 제6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제1 변형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는 제2 층간 절연막(1061c)이 폴리이미드로 형성되며 평탄화막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도 29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와는 다르다.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에서, 신호선(1003)과 상부 드레인 전극(1025)에 의해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1061a)의 불

규칙한 상부 표면은 폴리이미드로 형성된 제2 층간 절연막(1061c)을 사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2 층간 절

연막(1061b) 상에 형성된 제2 공통 전극(1071)의 평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제2 공통 전극(1071), 제3 층간

절연막(1061d) 및 축적 용량 전극에 의해 형성된 축적 용량의 정전 용량값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

도 31은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도 31은 제1 변형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내는 도 30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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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축적 용량 전극(1075)은 반사 전극(1091)에서 드레인 전극(1025)에 연장하

는 콘택트 홀(1083)을 통하여 드레인 전극(1025)에 접속된다. 또한, 도전성 폴리이미드(수지)로 된 도전성 충전재(1111)

가 콘택트 홀(1083)에 충전되어 있다. 도전성 충전재(1111)는 바람직하게는 평탄화막(1081)의 상부 표면과 같은 높이로

충전된다.

이 도전성 충전재(1111)는 축적 용량 전극(1075)을 통하여 반사 전극(1091)과 드레인 전극(1025)과 전기적으로 접속한

다.

도 32~35를 참조하여, 도 31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도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탄화막(1081)이 상술한 바와 같은 공정에 의해 형성된 상태에서, 축적 용량 전극(1075)은 콘

택트 홀(1083) 내의 드레인 전극(1025)에 접속된다. 도전성 충전재(1111)로서, 콘택트 홀(1083)을 갖는 평탄화막(1081)

상에 도전성이고 투명한 유기 재료를 도포한다.

도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택트 홀(1083) 내에는 도전성 충전재(1111)가 충전되며, 평탄화막(1081)의 상부 표면을 덮

는다.

도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사 전극용으로 사용되는 Al막을 퇴적하고, 통상적인 패터닝 공정에 의해 패터닝하여 반사 전

극을 형성한다.

도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성 에칭을 통하여 Al막을 패터닝하고, 불소 함유 기체를 사용한 건

성 에칭을 통하여 도전성 유기 재료의 도전성 충전재(1111)를 에칭하여 반사 전극(91)을 형성한다.

도 33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도 16에 나타낸 것보다 반사 전극의 평탄성이 우수하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의 단면도이다.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가 소형화됨에 따라,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부와 이 화소부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부가 동일한 기판

상에 일체로 형성된 주변 회로 일체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정질 실리콘 TFT보다 빠른 폴리실리콘 TFT를 주변 회로의 반도체 능동 소자로서 사용하는 주변 회로 일체형 액정 표

시 장치에서, 광에 의해 야기되는 TFT의 누설 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회로상에 차광막을 형성할 필요가 있

다.

대향 기판(제2 기판) 상에 형성될 공통 전극과 주변 회로부 상에 형성될 차광막이 별도의 공정에 의해 형성되면, 제조 공정

이 복잡하게 된다.

또한, 제1 및 제2 기판에 대한 접합 공정에서, 위치 정렬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접합 마진을 크게 설정하면, 화소부의 면적

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종래, 평탄화 재료는 화소부에 사용되며, 주변 회로부를 덮는 블랙 매트릭스(BM) 아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회로와 BM의 기생 용량이 커진다.

도 36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화상을 표시하는 화소부(B)와 이 화소부(B)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부(C)를 포함

한다.

도 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유리 기판(1203)과 제2 유리 기판(1207) 사이의 공간에 액정재(E)가 충전된다.

투명한 유리 기판 대신, Si 기판과 같은 불투명 기판을 제1 유리 기판(1203)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2 유리 기판(1207) 상에는, 일반적으로 접지 전위에 고정된 제1 공통 전극(1205)이 형성된다.

섬 형상의 화소 TFT(1228)는 화소부(B)의 제1 유리 기판(1203) 상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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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회로부(C)는 화소부(B)의 외주부 주변의 제1 유리 기판(1203) 상에 형성된다. 주변 회로부(C)에서는, 반도체 능동 소

자로서 폴리실리콘 TFT(1257)이 사용된다.

산화실리콘막(1208)은 화소 TFT(1228)를 갖는 제1 유리 기판(1203) 상에 형성된다. 산화실리콘막(1208) 상에는, 폴리

실리콘층(1209)이 섬 형상으로 형성되며, 이들 각각은 TFT의 채널층을 형성한다. 산화실리콘막(1208) 상에는, 폴리실리

콘층(1209)을 덮는 게이트 산화막(1210)이 형성된다. 게이트 산화막(1210) 상에는, 주사선으로 작용하는 게이트 전극(G)

이 형성된다.

제1 층간 절연막(1215)은 게이트 산화막(1210) 상에 형성되어 게이트 전극(G)을 덮는다. 콘택트 홀(1217,1217,1217,...)

은 제1 층간 절연막(1215)과 게이트 산화막(1210)을 관통하여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도달하도록 형성된다.

신호선(1221)으로 작용하는 소스 전극(S)도 제1 층간 절연막(1215) 상에 형성되며, 상기 소스 전극(S)은 콘택트 홀

(1217)을 통하여 화소 TFT(1228)와 주변 회로 TFT(1257)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다. 드레인 전극(1223)은 드레인 영역

에 접촉하도록 형성된다.

제1 전극(1225)은 제1 층간 절연막(1215) 상의 주변 회로 영역의 외주부에 형성된다.

평탄화막(1245)은 제1 층간 절연막(1215) 상에 형성된다.

제2 콘택트 홀(1255)은 화소 TFT(1228)의 상부 드레인 전극(1223)과 제1 전극(1225)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평탄화막

(1245)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반사 전극(1251)은 평탄화막(1245) 상에 형성되어 화소 TFT(1228)를 포함하는 화소(1001)를 덮는다. 반사 전극(1251)

상에는, 배향막(1258)이 형성된다.

주변 회로 차광막(1253)은 주변 회로 TFT(1257)를 포함하는 주변 회로부(C) 상의 평탄화막(1245) 상에 형성되며, 상기

차광막(1253)은 반사 전극(125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드레인 전극(1223)과 반사 전극(1251)은 콘택트 홀(1255)에 충전된 도전성 충전재(1259)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제1 전극(1225)과 주변 회로 차광막(1258)도 또한 콘택트 홀(1255)에 충전된 도전성 충전재(1259)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주변 회로 차광막(1258)의 접속 단자(1287)는 배선 리드(1291)를 통하여 제2 유리 기판(1207) 상에 형성된 공통 전극

(1205)의 접속 단자(1285)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반사 전극이 형성됨과 동시에 주변 회로 차광막이 형성된다. 주변 회로 차광막을

형성하기 위한 부가 공정은 필요하지 않다.

주변 회로 차광막은 주변 회로 TFT(1257)로부터의 광을 차단한다. 광에 의해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으며, 광에

의해 야기되는 주변 회로의 오동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주변 회로 차광막을 공통 전극에 접속하여 접지 전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주변 회로 상의 액정재에 바이어스(bias)가 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류 바이어스(예를 들면, 전원 전압 및 접지 전압)가 인가되어 액정재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노말리 블랙(normally black) 액정이 사용되어도, 액정에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 영역의 주변에는 블랙 표

시 상태가 항상 유지되며 반사광이 없다. 주변 회로 차광막이 제1 유리 기판의 최상층에 형성되기 때문에, 제2 유리 기판에

대한 트랜스퍼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트랜스퍼 전극의 구조와 위치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소형화가 필요한 반사 투사형 패널로서 사용될 때 특히 효과적이다.

도 37은 제7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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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에서, 제2 층간 절연막(1235)은 제1 층간 절연막(1215)과 평탄화막(1245) 사이

에 형성된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제2 층간 절연막(1235) 상에 형성되어 화소 TFT(1228)를 덮는다. 제2 공통 전극

(1271)은 화소 TFT(1228)의 상부 드레인 전극(1223) 상에 개구부(1273)가 형성되어 있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각 화소를 따로 덮어도 좋고, 복수 화소를 또는 전체 화소부를 덮어도 좋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바람직하게는 접지 전위가 인가되는 제1 공통 전극(1205)에 접속된다.

본 변형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화소 축적 용량은 제2 공통 전극(1271), 평탄화막(1245) 및 반사 전극(1251)으로 구성

되어 있다.

축적 용량은 화소 TFT(1228)를 포함하는 하나의 화소의 대략 전체 영역에 형성된다. 화소 TFT 및 축적 용량은 상기 영역

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화소를 미세화할 수 있고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다.

도 38은 제7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를 나타낸다.

도 38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에서, 제2 층간 절연막(1235)은 제1 층간 절연막(1215)과 평탄화막(1245) 사이

에 형성된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제2 층간 절연막(1235) 상에 형성되어 화소 TFT(1228)를 덮는다. 제2 공통 전극

(1271)은 화소 TFT(1228)의 상부 드레인 전극(1223) 상에 개구부(1273)가 형성되어 있다.

개구부(1273)에서는, 제2 층간 절연막(1235)을 통하여 형성된 콘택트 홀이 충전재(1227)로 충전된다. 충전재(1227)는

제2 공통 전극(1271)과 동일한 공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충전재(1247)도 또한 평탄화막(1245)을 통하여 형성된 콘택트 홀 내에 충전된다. 제1 전극(1225)은 동일한 충전재

(1227,1247)를 통하여 주변 회로 차광막(1253)에 접속된다.

콘택트 홀이 충전재(1227,1247)에 의해 2회 충전되기 때문에, 콘택트 홀을 충전하기가 용이하다. 상부 드레인 전극

(1222)과 반사 전극(1251)은 전기적으로 더욱 확실히 접속될 수 있다.

도 39는 제7 실시예의 제3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를 나타낸다.

도 39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A)에서, 제2 층간 절연막(1235)과 제3 층간 절연막(1236)은 제1 층간 절연막

(1215)과 평탄화막(1245) 사이에 형성된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제2 층간 절연막(1235) 상에 형성되어 화소 TFT

(1228)를 덮는다. 제2 공통 전극(1271)은 화소 TFT(1228)의 상부 드레인 전극(1223) 상에 개구부(1273)가 형성되어 있

다.

제3 층간 절연막(1236)은 제2 공통 전극(1271)을 덮는다. 콘택트 홀은 제3 및 제1 층간 절연막(1236,1235)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드레인 전극(1223)을 노출한다. 축적 용량 전극(1291)은 제3 층간 절연막(1236) 상에 형성되어 콘택트 홀을 덮

고 제2 공통 전극(1271)과 대향한다.

개구부(1273) 내에서는, 축적 용량 전극(1291)이 제2 층간 절연막(1235)을 관통하여 형성된 콘택트 홀을 덮는다.

제1 전극(1225)을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콘택트 홀이 제3 및 제1 층간 절연막(1236,1235)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제1 전극

(1225)을 노출한다. 축적 용량 전극(1291)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중간 전극(1291a)은 콘택트 홀을 덮는다.

평탄화막(1245)은 축적 용량 전극(1291)과 중간 전극(1291a)을 덮도록 형성되며, 콘택트 홀은 평탄화막(1245)을 관통하

여 형성되어 전극(1291,1291a)을 노출한다.

충전재(1261)는 콘택트 홀 내의 전극(1291,1291a)을 충전하고 덮는다. 반사 전극(1251)과 주변 회로 차광막(1253)은 충

전재(1261)와 평탄화막(1245)을 덮도록 형성된다.

본 구조에서, 제1 전극(1255)은 주변 회로 차광막(1253)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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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용량은 고정 전위 전극(1271), 제3 층간 절연막(1236) 및 축적 용량 전극(1291)으로 구성된다. 평탄화막을 갖는 용

량 구조에 비하여, 축적 용량값 설계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큰 용량을 얻을 수 있으며 미세한 화소를 형성할 수 있

다.

도 40 및 41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나타낸다.

도 40은 액정 표시 장치(A)의 평면도이다.

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화소부(B)과 주변 회로부(C) 사이에 경계 영역을 포함한다.

도 41은 경계 영역(BA)의 좌측 상부 코너를 포함하는 영역(X)의 평면도이다.

화소(1201)의 반사 전극(1251)과 동일한 금속층으로 된 더미(dummy) 반사 전극(1251a)은 경계 영역(BA)에 형성된 화

소 TFT 상에 형성된다.

상기 더미 반사 전극(1251a)은 경계 영역(BA)에 형성된 더미 화소(1201a,1201a,1201a) 상에 형성된다.

상기 더미 반사 전극(1251a)은 제2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공통 전극에 접속된다.

공통 전극과 동일한 전위를 갖는 금속막이 화소부의 주변 영역 근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변 영역은 노말리 블랙 액정

모드에서 항상 블랙으로 표시되어 미광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더미 반사 전극(1251a)은 주변 회로 차광막(1253)과 일체로 형성되어 공통 전극에 접속되어도 좋다.

하나의 더미 화소(1201)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두 개 이상의 더미 화소(1201a)를 수평 및 수직 방향

으로 형성하여도 좋다.

도 42를 참조하여, 제9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한다.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반도체 능동 소자와 신호선은 반사 전극 아래에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개구율을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능동 소자의 단자를 반사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층간 절연막을 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

할 필요가 있다.

콘택트 홀 및 그 주변부에서는 층간 절연막의 평탄성이 나빠진다. 평탄성이 나쁜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표시에 기여하지 못

한다.

액정 표시 장치의 고집적화(미세 패터닝)가 진행되고 있다. 콘택트 홀에 의해 야기되는 불량한 평탄성은 무시할 수 없는 문

제를 갖는다.

최근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TFT와 같은 능동 소자를 갖는 제1 기판의 불규칙한 표면을 평탄화막 등으로 피복함

으로써 평탄화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제1 기판의 불규칙한 표면을 평탄화함으로써, 기판의 면내 방향 전계의 영향과 신호선과 같은 버스 라인에 의해 형성된 단

차(step)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화소의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능동 소자와 버스 라인은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반사 전극 아래에 형성할 수 있으므로, 높은 개구율을 실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기 문제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것이다.

능동 소자의 단자(예를 들면, TFT의 드레인 단자)를 능동 소자 단자상의 층간 절연막 상에 형성된 반사 전극(표시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층간 절연막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하고, 반사 전극(표시 전극)을 콘

택트 홀의 오목한 형태를 따라 퇴적하여 콘택트 홀을 전극 재료로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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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홀에 충전된 반사 전극의 상부 표면은 오목한 형태를 갖는다. 반사 전극 상의 액정 분자의 배향은 이 오목한 형태에

의해 교란된다. 이 교란된 배향 영역은 화상 표시에 기여하지 못한다. 화소가 미세하게 됨에 따라, 콘택트 홀 근처의 교란

된 배향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수지 등을 반사 전극의 오목한 영역에 충전하여도, 바이어스 극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도 42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소스(S), 게이트(G) 및 드레인(D)을 갖는 폴리실리콘 TFT(1317)가 제1 유리

기판(1303) 상에 형성된다.

제1 유리 기판(1303)과 대향하는 제2 유리 기판(1307) 상에는, 제1 공통 전극(1305)이 형성된다. 액정재(E)는 상기 제1

및 제2 유리 기판(1303,1307) 사이에 충전된다.

폴리실리콘 TFT(1317) 상에는, 아크릴 수지로 된 두께 2㎛의 평탄화 절연막(1331)이 형성된다. 5㎛2의 콘택트 홀(1325)

은 드레인 전극(D)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평탄화 절연막(1331)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콘택트 홀은 상부 개구부가 10㎛2로

된 테이퍼를 갖는다. 제1 반사 전극(1347)은 콘택트 홀(1325)의 오목한 형태를 따라 퇴적한다.

아크릴 수지의 콘택트 홀(1361)은 콘택트 홀(1325)의 제1 반사 전극(1347)의 오목한 공간에 충전된다. 이 콘택트 홀 충전

재(1361)는 스핀 코팅에 의해 제1 유리 기판 상에 아크릴 수지를 도포한 후, 제1 반사 전극(1347)의 상부 평탄면이 상기

도포된 아크릴 수지의 상부 표면과 같은 높이로 될 때까지 애싱(ashing) 공정을 실시함으로써 형성된다.

Al의 제2 반사 전극(1351)은 제1 반사 전극(1347)의 상부 평탄면 및 오목한 공간을 충전하는 아크릴 수지 충전재(1361)

의 평탄면 상에 형성된다.

제1 반사 전극(1347)은 드레인 전극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i 또는 Ti/Al/Ti로 형성된다.

도 42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실제로 반사 전극으로 기능하는 제2 반사 전극(1352)의 평탄성이 양호하다.

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액정 배향이 반사 전극과 드레인 전극을 접속하는 콘택트 홀에 의해 교란되지

않는다. 반사 전극의 표면이 평탄하므로, 바이어스 극성이 발생하기 어렵다. 화소를 미세화할 때 콘택트 홀에서 교란된 배

향에 의해 야기되는 화상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은 적어진다.

도 4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한다.

도 43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소스(S), 게이트(G) 및 드레인(D)을 갖는 폴리실리콘 TFT(1317)는 제1 유리

기판(1303) 상에 형성된다.

제1 유리 기판(1303)과 대향하는 제2 유리 기판(1307) 상에는, 제1 공통 전극(1305)이 형성된다. 액정재(E)는 제1 및 제

2 유리 기판(1303,1307) 사이에 충전된다.

폴리실리콘 TFT(1317)의 드레인 전극(D) 상에는, Ti/Al/Ti로 된 높이 1㎛의 돌기형 드레인 전극(1326)이 형성된다.

아크릴 수지로 된 두께 2㎛의 평탄화 절연막(1321)은 돌기형 드레인 전극(1326)을 갖는 폴리실리콘 TFT(1317)를 덮는

다. 돌기형 드레인 전극(1326) 및 평탄화 절연막(132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부 표면 높이를 갖는다.

Al로 된 반사 전극(1351)은 평탄화 절연막(1321)의 표면 높이에서 노출된 돌기형 드레인 전극(1326)의 상부 표면 상에 형

성된다.

도 43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반사 전극(1351)의 평탄성이 양호하다. 반사 전극과 드레인 전극 사이의 전

기적 접속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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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돌기형 드레인 전극이 먼저 드레인 전극 상에 형성된다. 따라서, 반사 전극과

드레인 전극이 전기적으로 접속될 때 교란된 액정 배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 전극의 표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바이어

스 극성은 발생하기 어렵다. 화소를 미세화할 때 콘택트 홀에서 교란된 배향에 의해 야기되는 화상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은 적어진다.

도 4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한다.

도 44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폴리실리콘 TFT를 갖는 제1 유리 기판(1303) 상에는 층간 절연막을 통하여

TFT의 소스 전극에 접속된 신호선(버스 라인)(1387)이 형성된다.

제1 유리 기판(1303)과 대향하는 제2 유리 기판(1307) 상에는, 제1 공통 전극(1305)이 형성된다. 액정재(E)는 제1 및 제

2 유리 기판(1303,1307) 사이에 충전된다.

화소 피치는 30㎛이고, 신호선(1387)의 두께(단차)는 1㎛이다.

도 44에 나타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TFT의 소스 전극에 접속되지 않은 더미 신호선(1391)은 신호선(1387,1387)

사이의 거의 중간에 형성되어 신호선(1387)과 같은 방향으로 연장한다.

더미 신호선(1391)이 형성된 후, 아크릴 수지를 스핀 코팅하여 두께 2㎛의 평탄화 절연막(1393)을 형성한다.

그 후, 제8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와 같이, TFT의 드레인 전극에 도달하도록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콘택트

홀의 오목부를 덮도록 Al의 제1 반사 전극을 콘택트 홀 상에 퇴적한다. 그 후, 아크릴 수지의 콘택트 홀 충전재를 콘택트 홀

의 제1 반사 전극의 오목부에 충전한다. 이 콘택트 홀 충전재는 스핀 코팅에 의해 제1 유리 기판(1303) 상에 아크릴 수지

를 도포한 후, 제1 반사 전극의 상부 평탄면이 상기 도포된 아크릴 수지의 상부 표면과 같은 높이로 될 때까지 애싱 공정을

실시함으로써 형성된다.

Al로 된 제2 반사 전극은 제1 반사 전극의 상부 평탄면 상에 형성된다.

도 44에 나타낸 더미 신호선을 갖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제9 실시예보다 제2 반사 전극의 평탄성이 더욱 양호하

다.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는 퍼스널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용 다이플렉서(diplexer), 텔레비젼, 산업용 모니터 장치 등에

적합하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 개량, 조합 등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주변 회로 일체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신호선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주변 회로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적어도 일

부를 덮는 절연성 차광막을 설치함으로써, 광 입사에 의한 TFT의 오동작을 방지하며, 또한 기생 용량의 증가를 방지하여

주변 회로의 고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면,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고집적화, 고성능화가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평면도.

도 2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등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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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 TFT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3a는 바텀-

게이트형 TFT를 나타내며, 도 3b는 탑-게이트형 TFT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사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IVa-IVb선 단면도.

도 5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사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6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7a 및 7b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측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며, 도 7a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구

성하는 플립-플롭 회로의 회로도이고, 도 7b는 버퍼 회로의 회로도.

도 8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주사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VIIIa-VIIIb선 단면도.

도 9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VIIIa-VIIIb선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VIIIa-VIIIb선 단면도.

도 11은 제2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12는 제2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VIIIa-VIIIb선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평면도.

도 14는 제3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신호선 구동 회로측을 나타내는 도 1의 VIIIa-VIIIb선 단면도.

도 15는 제1~제3 실시예 중 어느 하나의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전자 기기의 사시도.

도 16은 제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 및 주변 회로부를 나타내는 도 1의 IVa-IVb선 단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평면도.

도 18은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

도 19a 및 19b는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TFT, 신호선 및 주사선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20은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화소부의 화소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1은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반사 전극, TFT, 신호선 및 주사선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22는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고정 전위 전극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23a 및 23b는 제5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응용예를 나타내며, 도 23a는 직시형 액정 패널에 대한 응용

을 나타내며, 도 23b는 투사형 액정 패널에 대한 응용을 나타내는 도.

도 24는 제5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5는 제5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26은 제5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27은 제5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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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제5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29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1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2는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33은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34는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35는 제6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한 다른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36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 및 주변 회로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7은 제7 실시예의 제1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 및 주변 회로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8은 제7 실시예의 제2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 및 주변 회로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9는 제7 실시예의 제3 변형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 및 주변 회로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0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평면도.

도 41은 제8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경계 영역의 좌상 코너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42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3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4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따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의 화소부를 나타내는 단면도.

[주요부에 대한 설명]

A, A1, A2, A3: 액정 표시 장치

B: 화소부

C: 주변 회로부

C1: 주사선 구동 회로

C2: 신호선 구동 회로

S: 소스 전극

D: 드레인 전극

G: 게이트 전극

E: 액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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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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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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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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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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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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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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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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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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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a

도면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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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a

도면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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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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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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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3

도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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